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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nstruction Manual

IMPORTANT! Before using this product,
read the Xbox Video Game System
Instruction Manual for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nd health warnings. Please
retain both the Xbox Video Game System
Instruction Manual and this manual for
future reference and warranty information.
The limited warranty covering this Xbox DVD
Movie Playback Kit is contained in the Xbox
Video Game System Instruction Manual.

To place batteries in the remote control

1. Remove the battery compartment
cover.

2. Place two AAA batteries (sold
separately) into the remote control.

3. Replace the batterycompartment
cover.

Notes about batteries:

Keep batteries out of reach of children.

Do not mix old and new batteries, or
batteries of different types. Follow
manufacturer’s instructions on battery use.

Remove old, weak, or worn-out batteries
promptly

Always recycle or dispose of used batteries
in accordance with your local ordinances.

If a battery leaks, remove all batteries and
thoroughly clean the battery compartment
with a damp paper towel, or follow the
battery manufacturer’s recommendations
for cleanup. If fluid from the battery comes
into contact with skin or clothes, flush skin
with water immediately.

1. If the Xbox console is on, press the
power button on the Xbox console to
turn it off.

2. Connect the infrared receiver to any
controller port on the front of the
Xbox console.

The Xbox DVD Movie Playback Kit lets you
play DVDs on your Xbox console. The DVD
Movie Playback Kit consists of three items:

• Infrared receiver

• Remote control

• Instruction Manual

The DVD Movie Playback Kit is for use
exclusively with the Xbox™ video game
system from Microsoft.

To connect the infrared receiver

Setting up the DVD Movie Playback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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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lay DVDs

1. With the infrared receiver connected
to the Xbox console, press the power
button on the Xbox console to turn it
on.

2. Press the eject button to open the
disc tray.

3. Place the DVD on the disc tray with
the label facing up.

4. Press the eject button to close the
disc tray. The DVD will begin playing.

Selecting DVDs

The DVD Movie Playback Kit
can play only region 3 DVDs
that have this logo:

Avoiding Damage to DVDs or to the Disc
Drive

Do not leave a disc in the Xbox console for
extended periods when not in use.

Do not move the Xbox console while the
power is on and a disc is inserted.

Do not apply labels, stickers, or other
foreign objects to discs.

Use the DVD Movie Playback Kit remote
control to operate DVD movie playback.
Most basic features are available on the
remote.

Button Operation

Display Display onscreen controls.

Play Play video from current
location.

Reverse Fast reverse play back. If
DVD is paused, slow reverse
playback. Cycles through
playback speeds.

Forward Fast forward. If DVD is
paused, slow forward. Cycles
through playback sp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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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ing DVD Movies

Using the REMOTE control and OnScree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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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 - Go to beginning of current
chapter. If this button is
pressed within first two
seconds of a chapter, go to
beginning of previous
chapter. If DVD is paused, go
to previous frame.

Stop Stop playback.

Pause Pause playback.

Skip + Go to next chapter. If DVD is
paused, go to next frame.

Title Go to title menu.

Info Display title, chapter, and
elapsed time on the screen.

Select Accept current selection. If a
specific chapter number is
entered, go to that chapter.

Arrows Move selection up, down, left,
or right.

Menu Go to main menu.

Back Go to previous menu. If at
main menu, resume play-
back.

Numbers Enter specific chapter
number, then press Select.

Cycle through available
subtitle languages.

Cycle through available
viewing angles.

Cycle through available audio
tracks, including multilingual
tracks.

Select video, audio, and
language options from setup
menu.

Looping Playback. First press
selects A point. Second press
selects B point and begins
looping playback between A
and B. Third press turns off
looping playback.

Magnify picture. Toggles
between zoom settings. When
zoomed, use arrows to move
around picture.

Additional features are available in the
onscreen display.

Icon

A-B

Operation

Universal remotes

To program a universal remote for use with
the Xbox DVD Movie Playback kit, enter the
device code for a supported RCA DVD
player,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for your
universal re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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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DVD Features Don’t Work

Some DVDs may not support all of the
features of the Xbox DVD Movie Playback
Kit, such as subtitles, multilingual audio
tracks, multiple viewing angles, and slow-
motion play. For more information about
supported features, see the documentation
from the DVD producer.

In rare instances, certain DVDs may not
operate properly. This is primarily due to
variation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or
software encoding of the DVD video
software.

If There Is No Video or Sound, or If Video
or Sound Quality Is Poor

Properly connect your AV cable or AV pack.
For setup and audio and video
troubleshooting information, see the Xbox
Video Game System Instruction Manual or
the AV pack instructions.

You can limit the type of DVD content
played on the Xbox video game system
based on the rating level. To determine the
rating level of your DVD movie, see your
DVD movie documentation. By default, the
Xbox video game system is set to play all
content.

To change the level of content that can
be played

1. Turn on the Xbox console with no disc
in the disc tray.

2. Select Settings, and then select
Parental Control.

If You Need Help

Should problems persist, do not attempt to
take apart, service, or modify the Xbox DVD
Movie Playback Kit or Xbox console in any
way. Doing so could present the risk of
serious injury or death from electric shock
or fire, and it will void your warranty. Please
see
http://www.xbox.com or call the Xbox
Customer Support number:

Hong Kong: 800 96 4215

Singapore: 800 448 1330

3. Select Movies, and then select the
level you want.

The Xbox game system will play DVDs that
are rated at or below the selected level. If
you choose any level other than All Content,
you must enter a pass code.

If you lose or forget your pass code or have
questions about this product, call the Xbox
Customer Support number listed in the
Troubleshooting section.

Parental Control

trouble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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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ncluding URL and other Internet Web site references,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Unless otherwise noted, the example companies,
organizations, products, domain names, e-mail addresses, logos, people, places, and
events depicted herein are fictitious, and no association with any real company, organiza-
tion, product, domain name, e-mail address, logo, person, place, or event is intended or
should be inferred.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copyright law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Without limiting the rights under copyright,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stored in or introduced into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or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Microsoft Corporation.

Microsoft may have patents, patent application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subject matter in this document.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any written license agreement from Microsoft, the furnishing of this document
does not give you any license to these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
tual property.

© 2002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Xbox, and the Xbox logos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Dolby Laboratories. "Dolby" and the double-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Confidential unpublished works. Copyright 1992–
1997 Dolby Laboratories. All rights reserved.

The names of actual companies and products mentioned herein may be th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Microsoft Corpo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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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에 배터리를 끼우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배터리 함 덮개를 제거합니다.

2. AAA 배터리(별도 판매) 2개를 리모
컨에 끼웁니다.

3.배터리 함 덮개를 닫습니다.

배터리 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
관하십시오.

낡은 배터리와 새 배터리 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배터리를 함께 쓰지 마십시오. 배터
리 사용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
시오.

오래되었거나, 약하거나, 수명이 다 된 배터
리는 즉시 제거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반드시 지역 법규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하십시오.

배터리가 누출된 경우 모든 배터리를 제거
하고 배터리 함을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제조업체의 청소 지침을 따르십시오. 배
터리에서 새어 나온 액체가 피부나 옷에 접
촉된 경우 즉시 피부를 물로 씻으십시오.

1. Xbox 본체가 켜져 있을 경우 Xbox
본체의 전원 단추를 눌러서 끕니다.

2.적외선 수신기를 Xbox 본체 앞쪽의
컨트롤러 포트에 연결합니다.

Xbox DVD 재생 키트로 Xbox 본체에서 DVD
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DVD 재생 키트는
다음 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적외선 수신기

• 리모컨

• 제품 설명서

DVD 재생 키트는 Microsoft Xbox™ 비디오 게
임 시스템 전용입니다.

중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Xbox 비디
오 게임 시스템 제품 설명서에서 주요 안전
정보와 건강을 위한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십
시오. 나중에 참조 및 보증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 제품
설명서와 이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Xbox DVD 재생 키트에 적용되는 제한된 보
증은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 제품 설명서
에 들어 있습니다.

적외선 수신기를 연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DVD 재생 키트 설치하기



X
b

o
x

 D
V

D
 재
생
 키
트

10 제품 설명서

DVD를 재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
시오.

1.적외선 수신기가 Xbox 본체에 연결
된 상태에서 Xbox 본체의 전원 단추
를 눌러서 켭니다.

2.꺼내기 단추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
를 엽니다.

3. DVD를 레이블이 위로 향하도록 디
스크 트레이에 올려 놓습니다.

4.꺼내기 단추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
를 닫습니다. DVD가 재생되기 시작
합니다.

DVD 선택하기

DVD 재생 키트에서는 이 로고가
있는 지역코드 3인 DVD만 재생
할 수 있습니다.

DVD 또는 디스크 드라이브 손상 방지
하기

Xbox 본체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디
스크를 넣어 두지 마십시오.

전원이 켜지거나 디스크를 넣는 동안에는
Xbox 본체를 움직이지 마십시오.

디스크에 레이블, 스티커 또는 다른 이물질
을 붙이거나 바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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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재생 키트 리모콘을 사용하여 DVD 영
화 재생을 조작합니다.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은 리모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추

Display
(화면 표시)

Play
(재생)

Reverse
(반대로)

Forward
(앞으로)

기능

-화면 조작 기능을 표시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비디오를 재생
합니다.

-거꾸로 빠르게 재생합니다.
DVD가 일시 정지되면 거꾸로
느리게 재생합니다. 재생 속도
를 선택합니다.

-앞으로 빠르게 재생합니다.
DVD가 일시 정지되면 느리게
재생합니다. 재생 속도를 선택
합니다.

DVD 영화 재생하기

리모컨과 화면 표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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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자막 언어를 번갈
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카메라 각도를 번
갈아 선택합니다.

다국어 트랙을 포함한 사용 가
능한 오디오 트랙을 번갈아 선
택합니다.

비디오, 오디오 및 언어 옵션
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반복 재생. 처음 한 번 누르면
A 지점이 선택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B 지점이 선택되고
A와 B 사이의 반복 재생을 시
작합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
순환 재생 기능이 꺼집니다.

영상 확대. 확대 설정을 번갈
아 선택합니다. 확대될 때 화
살표를 사용하여 영상에서 위
치를 이동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추가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A-B

아이콘 기능

범용 리모컨

Xbox DVD 재생 키트에 사용하도록 범용 리
모컨을 프로그래밍하려면 범용 리모컨 지침
에 따라 지원되는 RCA DVD 플레이어용 장
치 코드를 입력합니다.

Skip -
(건너뛰기 -)

Stop(정지)

Pause
(일시 정지)

Skip +
(건너뛰기 +)

Title
(제목)

Info
(정보)

Select
(선택)

화살표

Menu
(메뉴)

Back
(뒤로)

숫자

-현재 장의 시작 위치
로 이동합니다. 장의 처
음 2초 이내에 이 단추
를 누르면 이전 장의
시작 위치로 이동합니
다. DVD가 일시 중지되
면 이전 프레임으로 이
동합니다.

-재생을 정지합니다.

-재생을 일시 정지합니
다.

-다음 장으로 이동합니
다. DVD가 일시 정지되
면 다음 프레임으로 이
동합니다.

-제목 메뉴로 이동합니
다.

-제목, 장, 경과 시간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현재 선택을 적용합니
다. 특정 장 번호를 입
력하면  해당 장으로
이동합니다.

-선택 항목을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
합니다.

-주 메뉴로 이동합니
다.

-이전 메뉴로 이동합니
다. 현재 위치가 주 메
뉴일 경우 재생을 계속
합니다.

-특정 장 번호를 입력
한 다음 선택을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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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일부 DVD는 자막, 다국어 오디오 트랙, 다
양한 카메라 각도, 느린 동작 재생 등 Xbox
DVD 재생 키트의 일부 기능을 지원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DVD 제품의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드문 경우이지만 특정 DVD가 제대로 동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DVD
비디오 소프트웨어의 제조 공정이나 소프트
웨어 인코딩의 변동 때문입니다.

비디오 또는 사운드가 없거나 화질 또
는 음질이 나쁜 경우

AV 케이블 또는 AV 팩을 올바르게 연결하십
시오. 설치 및 오디오와 비디오 문제 해결
에 대한 정보는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
제품 설명서 또는 AV 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등급에 따라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에서
재생되는 DVD 콘텐트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DVD 영화의 등급을 확인하려면
DVD 영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본적으
로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은 모든 콘텐트
를 재생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콘텐트 등급을 변경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1.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가 없는 상
태에서 Xbox 본체를 켭니다.

2.설정, 보호자 통제를 차례로 선택합
니다.

3.영화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등급을
선택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계속될 경우 Xbox DVD 재생 키트 또
는 Xbox 본체를 분해하거나 어떠한 방법으
로도 분해, 수리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우 감전이나 화재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이 있으며, 보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http://www.xbox.com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Xbox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대한민국: 00368 440 0090(수신자 부담)

Xbox 게임 시스템은 선택한 등급 이하의
DVD를 재생합니다. 모든 콘텐트 이외의 등
급을 선택할 경우 암호 코드를 입력해야 합
니다.

암호 코드를 잃어 버리거나 잊었을 경우,
또는 본 제품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 항목에 열거되어 있는 Xbox
고객 지원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보호자 통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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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및 다른 인터넷 웹 사이트 참조를 포함한 이 설명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용례에 사용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및 이벤트 등은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떠한 실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또는 이벤트와도 연관시킬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유추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
다. 저작권에서의 권리와는 별도로,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도 Microsoft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기적, 기계적, 복사기에 의한 복사, 디스크 복사 또
는 다른 방법) 또는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도입되거나, 전송될
수 없습니다.

Microsoft가 이 설명서 본안에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
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사용권 계약에 따라 Microsoft로부터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권리 이외에, 이 설명서의 제공은 귀하에게 이러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허여하지 않습니다.

© 2002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Xbox 및 Xbox 로고는 미국, 대한민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Microsoft
Corporation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Dolby Laboratories의 사용권을 받아 제조함. "돌비" 및 "Double-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
의 상표입니다. 기밀 미발표 저작물. Copyright 1992-1997 Dolby Laboratories. All rights
reserved.

여기에 인용된 실제 회사와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Microsoft Corpo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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